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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2000 서비스의 수요예측 모형에 관한 연구 *
안 상 형 ***
최 강 화 ***

본 연구는 정보통신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 IMT-2000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는 모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IMT-2000에 대한 사용 욕구와 IMT-2000 서비스 가격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IMT-2000 서비스 수요예측 모형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Markov 전이모형에서시간이 흐르면서 변
화하는 IMT-2000의 전이수요는 가입확률의 기댓값으로 표현하는 데, 가입확률의 기댓값은 선택모형을
이용하여 구하고 서비스의 확산은 핸드폰/PCS 가입상태에 있는 잠재 가입자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IMT-2000 서비스로 대체할 확률로부터 구한다. 또한 IMT-2000 가입확률의 기댓값을 구하기 위해 로지
스틱 회귀 모델의 β값을 추정하여 사용하는 데, 이는 설문조사를 통해 유의하게 나온 요인들을 분석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I. 서

론

최근에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시되면서 디지털
경제의 미래상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핵심은“언제 어디서나 원하
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인데, 현재 제공되는 정보통신 서비스는
유선의 경우 정보면에서는 멀티미디어 정보이나 즉시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무선의
경우 즉시성은 보장되나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음성 정보의 제공에 머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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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고 있는 실정에 있다. IMT-2000은 이와 같은 유선과 무선의 정보통신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통합하여 멀티미디어 정보를 즉시에 전송한다
는 점에서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강력한 촉매제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의 디지
털화 및 광대역화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기존 서비스의 융합과 신규서비스의
등장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무선 통신분야에서의 기술발전은 통
신시장의 확대와 구조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용자 요구
의 다양화, 급속한 기술발전 등으로 이동통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되며 차세대이동통신에 대한 연구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속적
으로 성장하고 있는 정보통신 시장에서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부각되고 있는 IMT2000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는 모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수요 예측 모형
신규 통신 서비스는 기존의 통신 서비스의 품질, media, service coverage 등의 기능
을 개선하거나, 몇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를 의미한다. 이 경우 과거의 기록이나 서비스 이용자들의 분포 등에 관련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과거 자료가 충분히 누적되어 있는 기존 서비스와 달리 신규 통신 서비
스의 수요를 예측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수요예측 기법은 과거 자료가 있
는 경우 회귀분석이나 시계열 분석, 확산 모형과 같은 계량적인 수요예측 방법을 이
용하여 과거 자료로부터 일정한 패턴을 찾아서 수요예측을 하지만 과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집단 회의법, 시나리오법, 델파이, 시장조사, 비교 유추법과 같은 비 계량적
인 방법을 활용한다. 신규 통신 서비스의 수요예측은 과거 자료가 없는 경우이므로
비 계량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가능한 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수
요예측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미시모형(Micro Model)
미시모형은 횡단면분석(Cross Sectional Analysis)에 기초하며 설문조사를 통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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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소비자(representative consumer)의 가입확률과 예상 이용량을 추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미시모형에는 Taylor(1994) 모형과 선택모형(Choice Model) 그리고
Markov 전이모형이 있다. Taylor(1994)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가입수요(access
demand)와 이용수요(usage demand)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선택모형은 일반적으로 시
계열적인 수치를 분석하기보다는 횡단면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활용된다.
Markov 전이모형에서는 기존의 서비스에서 새 기능이 추가되어 새로운 형태의 서비
스로 진화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룹(X), 기존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그룹(C), 진화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그룹(N)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 경우 그
룹들간의 관계를 모형화하고 그 관계를 근거로 세 그룹의 규모를 추정하고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비 사용자 그룹(X) 중에서 단위기간 중 일정비
율λ
i 가 기존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진화된 서비스를 선택하며 그 중 비율 pi 가 진화된
서비스를 선택하고 기능의 우월성이나 편리성 때문에 기존의 서비스 수요자 중 비율
qi 가 진화된 서비스로 대체한다. 이 경우 각 그룹의 규모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Markov Chain의 diagram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거시 모형(Macro Model)
거시모형은 이동전화시장에 대한 기존의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여 2 세대
(Generation: G) 및 3G 시장 전체의 성장 및 대체속도 등을 파악한 후 연도별 수요
예측치를 구한다. 거시 모형에는 Bass(1969)의 확산모형과 신제품을 위한 확산 모형
과 여러 서비스를 위한 확산모형 등이 있다. Bass(1969)의 확산모형은 제품의 누적구
매자 수나 서비스의 누적 가입자 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S자 곡선을 그리며 늘어나
는 현상을 나타낸 것으로 아래의 식과 같이 쓸 수 있다. 제품의 초기구매는 혁신자
(innovator)와 모방자(imitator)에 의해 이루어지는 데 혁신자는 기존의 제품구매자수
와 무관하게 구매를 하는 반면에 모방자는 이미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수에 영향을
받는다.
Y 

S t =  p + q t –1  ( N – Yt –1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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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혁신계수(innovation coefficient)
q: 모방계수(imitation coefficient)
N: 궁극적으로 가입하게 될 잠재시장 규모(포화수준)
St: t 시점의 당해 연도 가입자수
Yt–1: t – 1 시점까지의 누적 가입자수
일반적으로 이러한 확산모형(diffusion model)에 따르면 S자 곡선형태의 성장이 예
견되는 데 IMT-2000서비스의 경우도 이러한 형태의 성장을 예측하는 것이 무난하다
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2G와의 대체관계로 볼 수 있다.
신제품을 위한 확산 모형은 과거 자료를 이용하여 혁신계수, 모방계수, 잠재시장
규모를 추정해야 하는 데 신규통신서비스와 같이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모수 추
정이 곤란하다. 따라서 과거자료가 없는 신제품의 경우 확산모형의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기존 제
품들의 모수를 이용하여 신제품의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Mahajan
& Sharma(1986)는 잠재시장 규모와 수요의 최고시점, 최고시점에서의 수요량에 관해
정보를 경영자로부터 수집하여 확산모형의 계수를 추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Lawrence & Lawton(1981)은 시장규모와 첫해의 수요의 크기, 그리고 확산모형에서의
(p + q)의 추정치에 대한 경영자로부터의 정보를 이용할 것으로 제안했다.
Tomas(1985)는 신제품과 기존의 제품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기존 제품들의 모수의 가
중 평균치를 신제품의 모수로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Sultan, Farley & Lehmann
(1990) 등은 확산모형의 모수와 시장의 속성들은 상호관련성이 있으므로 이들을 각
각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에 의해 신제품의 특성과 시장관련속성들을
파악함으로써 확산모형의 모수를 추정하였다. Bayus(1993)는 가격의 추이, 생산비용
의 하락추이에 따라 기존제품들을 분류한 후 각 그룹별로 모수들의 평균치를 구하고
신제품의 예상 가격 추이에 의해 신제품이 속하게되는 그룹에 포함된 기존제품들의
확산모형의 모수들의 평균치를 신제품의 확산모형의 모수로서 이용하였다. 본 연구
는 기존의 이동통신 사용자들이 신규통신으로의 전이되는 확률을 구하고, 시간이 흐
르면서 변화하는 시장의 규모를 선택모형의 IMT-2000 가입 확률의 기대값으로 표현
한다. 또한 가입 확률의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 logit 모델의 β 를 추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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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MT-2000 의 수요예측 모형
IMT-2000 수요예측모형을 설정하기에 앞서 모형 설정에 대한 근거를 정리하고 모
형의 전제가 되는 가정을 정립하는 과정이 행해져야 할 것인 데, Markov 전이모형이
시장환경을 고려하는 측면과 추정방법의 용이성 측면에서 다른 모형보다 좀 더 우월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Markov 전이모형을 사용하였다. 특히 기존의 핸드폰/PCS 이
동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에 도달하였다는 가정 하에, IMT-2000의 전이수요를 중심
으로 신규 예상 가입자와 기존의 이용자가 IMT-2000으로 전이하는 Markov 전이모
형을 적용하기로 한다.

1. Markov 모형
수요모형은 핸드폰/PCS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룹에서 IMT-2000서비스를 이용하
는 그룹으로 전이가 일어나는 non-stationary Markov Model을 가정한다. 잠재 가입수
는 일정 시점의 핸드폰/PCS 서비스의 가입자수의 예측치에 IMT-2000 가입확률의
—

—

기대값(P )을 곱하여 구한다. P 는 선택모형(choice model)을 이용하여 구하고 IMT2000서비스의 확산은 t – 1년도에서 핸드폰/PCS 가입상태에 있는 잠재 가입자가 t – 1
시점에 IMT-2000으로 대체할 확률로 부터 구한다.

1) IMT-2000 잠재 가입자수
NtIMT = –p Ntc/p: t 시점의 IMT-2000 서비스 잠재 시장 규모
Ntc/p: t 시점에서의 Cellular/PCS 가입자수 예측
—

P : IMT-2000 가입 확률의 기대값

이라 할 때 다음과 같다.
—

① 선택모형(Choice model)을 이용한 P 의 도출
표본(Cellular/PCS 가입자)을 구성하는 각 개인의 IMT-2000 가입의사를 비가입 또
는 가입으로 설문하고 그 밖의 개인의 환경변수와 서비스 특성 등 설문내용을 I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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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서비스 가입확률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들로서 logit model을 추정한다.

Pi(IMT-2000 가입)
=

1
1+ e

(1)

–( β 1 X 1i + β 2 X 2i + β 3 X 3i + β 4 X 4i + β 5 X 5i +…)

X1i: (이동 중 통화욕구)*(멀티미디어 서비스 사용예정 비율)
X2i: (현재 국내 출장에서 사용하는 이동전화 통화료)
X3i: (IMT-2000을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월통화료)
+ (IMT-2000 단말기 구입비, 가입비 월 환산액과 원 기본료)
– (Cellular/PCS를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월 통화료)
– (Cellular/PCS 단말기 구입비 가입비 월 환산액)
X4i: 소득
X5i: 외근시간
기타 의사결정에 관계되는 변수

위 변수들은 IMT-2000 서비스에 가입할 때와 이동전화에 그대로 남아 있을 때 느
끼는 효용의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들이며 β는 최우도추정법(maxium likelyhood
estimator: MLE)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likelihood function은 ΠPiZi (1 - PiZi)로
Zi = 1 , 응답자가 i가 가입한다고 답변한 경우
0 , 응답자가 i가 가입 안 한다고 답변한 경우

PCS/Cellular
IMT-2000

PCS/Cellular

IMT-2000

1 – Pt

Pt

0

1

Pi 는 응답자 i의 답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위의 식 (1)의 값이 된다. 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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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T-2000 가입확률의 기대값 P 를 구한다.
② 서비스 확산
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t년도에 있어서의 Transition Matrix는 다음과 같다.

Xt: t 시점의 IMT-2000 잠재 가입자 중에서 IMT-2000에 가입하는 비율
Pt: t 시점에서 핸드폰/PCS를 사용하고 있는 잠재가입자가 IMT-2000으로 대체할
확률
Yt: t 시점에서의 IMT-2000 가입자수
Xt = Xt – 1 + (1 – Xt – 1) Pt
Yt = Xt × NtIMT
이 때 전이확률 pt 는 IMT-2000에 대한 광고나 판촉활동, 서비스의 가격요인과 개
인의 소득 및 지불하려는 비용 등이 복합 결과로 나타난다. 또한 주변에서 가입한 사
람의 수를 고려하여 서비스가 안정화되고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정도 등
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중 광고나 판촉활동은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가 부족하므로 설
명변수로는 부적절하므로 가격요인과 IMT-2000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하여 지불하려
는 최대 지불비용을 이용하여 전이확률을 도출한다.

2. 로짓(Logit)분석 방법
① 로짓(Logit) 모델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은 아래의 식으로 요약되는 데
Yi = β0 + Σ βk xik + εi
이 때 Yi 는 종속변수, xik(k = 1, …, n) 는 독립변수, βk 는 회귀계수(β0 는 상수항)이며

εi 는 오차 항으로 기본가정은 E(εi) = 0, Var(εi) = 2, 그리고 Cov(εi, εj) = 0(i ≠ j)이다.
회귀분석에서 xik, βk, εi 가 취할 수 있는 값에 대하여 제한이 없으므로 종속변수 Yi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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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도 –∞에서 +∞ 사이의 값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Yi 가 단 두 개의 값(예컨대 0과
1)만을 취하고 E(εi) = 0이라고 하면 종속변수 Yi 의 기대값 E(Yi)는 다음과 같다.
E(Yi) = 1∙Prob(Yi = 1) + 0∙Prob(Yi = 0) = Prob(Yi = 1)
따라서
Prob(Yi = 1) = E(Yi) = β0 + Σ βk xik

(2)

즉 종속변수 Y의 기대치 E(Yi)는 Yi 가 1이 될 확률로 요약된다. 위의 식 (2)는 이 확
률이 독립변수와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므로 선형확률모델(linear probability model:
LPM)이라 하는 데 βk 는 독립변수 k가 이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먼저 설명
Xi 의 벡타로 표현하면 식 (2)에 대해서는 회귀분석기법
의 편의상 (β0 + Σ βk xik)를 β ′
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Var(εi) = σ2 의 equal variation가
Xi 의 값
정이 위배되고 E(Yi) = P(Yi = 1)은 확률로서 0과 1 사이의 값을 취하지만 β ′
은 제한이 없으므로 LPM을 사용하면 확률 P(Yi = 1)의 값이 음수가 되거나 1보다 큰
Xi) 선형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
경우가 생긴다. 또한 P(Yi = 1)은 xi 와 (따라서 β ′
라 xi가 커짐에 따라 (작아짐에 따라) 확률 P(Yi = 1)의 증가율(감소율)이 낮아지는 S
자 형태의 비선형적인 관계를 가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Xi 과 마찬가지로 –∞에서 +∞
위의 식 (2)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좌변이 β ′
사이의 값을 갖도록 Pi [≡ P(Yi = 1)]를 변환하는 것으로 이러한 변환은 두 확률의 비
율(odds ratio)에 자연로그를 취함으로써 즉 log {Pi /(1 – Pi)}로 변환하면 (–∞, +∞) 사
이의 값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변환한 아래의 식 (3)의 모델을 logit 모델(혹은 로지스
틱 회귀분석)이라 한다.
log

이를 Pi 에 대해 정리하면

Pi
= β ′Xi
(1 – Pi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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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

e β ′X i
1 + e β ′X i

(4)

식 (4)는 흔히 로지스틱 함수라고 불리며, Pi 즉 Yi = 1이 될 확률은 로지스틱 확률단
위(logistic probability unit: logit)로 표현되며 0과 1 사이에서 대칭형의 S자 커브 형태
를 갖게 된다.
② 로짓(Logit) 모델의 추정
로짓 모델에서 β 의 추정은 최우도추정법(MLE)를 이용하는 데 먼저 독립변수 Xi 가
주어진 상태에서 yi 가 1이 될 확률을 Pi = P (yi = 1 | Xi)라 하면 P (yi = 0 | Xi) = 1 – Pi 가
되므로 P (yi | Xi)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P (yi | Xi) = Piyi (1 – Pi1–yi)
yi 는 0 혹은 1
따라서 n 개의 독립적인 yi(Y 로 표시)를 관측할 확률, 즉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는
P (Y | Xi, β) = Π Piyi (1 – Pi)1–yi
yi 는 0 혹은 1
식 (4)의 Pi 를 위의 식에 대입하면
yi

`

1– yi
 e β ′X i  
1

P( Y | Xi , β ) = Π


β ′X 
β ′X
1+ e i  1+ e i 

최우도추정법(MLE)은 위의 우도함수(L로 표시)값, 즉 주어진 n개의 관측치를 얻을
확률을 가장 크게 해주는 B′= {β0, β1, …, βk}를 구하는 데 먼저 수학적인 편의상 우도
함수를 대수변환(log L) 한다.
log L = Σ[yi log Pi + (1 – yi) log (1 –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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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를 최대로 하는 β 를 구하기 위해 βk 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log L/βk)을 구
한 뒤 이를 각각 영(zero)으로 놓은 우도방정식(likelihood equations)을 βk 에 대해 계
산하면,

∂ log L
e β ′X i
= Σ y i –
∂β k
1 + e β ′X i



 xik = 0


k = 0, 1, …, n
우도방정식은 βk 에 대해서 비선형이므로 임의로 βk 의 초기값을 부여한 뒤 이를
Newton-Rapson 방법이나 scoring 방법 등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
렇게 추정된 βk 의 MLE 추정치인 bk 는 위의 식이 단일극대치(unique maximum)가 되
기 위한 조건(2차편미분행렬이 음정치(negative definite)행렬)을 만족한다. MLE 추정
량은 모수에 대해 불편성(unbiasedness)과 효율성(efficiency)을 가지며 점근적으로(표
본크기가 100 이상이 되면) 정규분포를 갖는 데 분산-공분산 행렬인 Σ(정보행렬:
information matrix)는 아래의 식과 같으며 이를 이용하여 각 독립변수에 대한 유의성
검정(H0: βk = 0)을 하게 된다.
  ∂ 2 log L  
Σ =  E –

  ∂β∂β ′  

IV. 결

–1

론

본 연구는 IMT-2000에 대한 사용 욕구와 IMT-2000 서비스 가격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IMT-2000 서비스 수요예측 모형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Markov 전이모형에서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비 사용자 그룹 중에서 단위기간 중 일
정비율로 기존 서비스로 선택하며 그 중에서 일정 비율(pi)가 진화된 서비스를 선택
하고 기능의 우월성이나 편리성 때문에 기존의 서비스 수요자 중 비율(qi)가 진화된
서비스로 대체한다. 특히 기존의 핸드폰/PCS의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에 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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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가정 하에, 기존의 서비스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로
진화하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그룹을 각각 구분하여 각 그룹들의
IMT-2000 서비스의 전이수요를 중심으로 신규 예상 가입자와 기존의 이용자가
IMT-2000 으로 전이하는 Markov 전이모형을 사용한다. 이 경우 그룹들간의 관계를
모형하고 그 관계를 근거로 각각의 그룹의 규모를 추정하고 예측하는 것이 본 연구에
서 제시하는 IMT-2000 의 수요예측 모형이다.
—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IMT-2000 의 전이수요는 가입확률의 기댓값(P )으로
—

표현하는 데, P 는 선택모형을 이용하여 구하고 서비스의 확산은 t – 1 년도에서 핸드
폰/PCS 가입상태에 있는 잠재 가입자가 t – 1 시점에 IMT-2000 으로 대체할 확률로
—

부터 구한다. 또한 IMT-2000 가입확률의 기댓값(P )을 구하기 위해 logit 모델의 β 값
을 추정하여 사용하는 데, 이는 설문조사를 통해 유의하게 나온 요인들을 분석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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